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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의 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주 차원의 즉각적인 활동
주지사 HOOSICK FALLS의
계획을 발표하다
PFOA를 위험물질로 분류하기 위한 긴급 법규; Saint-Gobain 시설은 주 자원을 알리기
위한 State Superfund Site이자 류 오염 처리를 위한 구제책으로 분류

뉴욕주는 PFOA 음용수 안내 수치를 확립하기 위해 HRA(Health Risk Analysis)를
실시하고, Hoosick Falls 마을의 민간 우물을 재검사하며, 학교와 기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정수 시스템을 즉각 설치할 예정이다
사람들에게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시 위해 뉴욕주 핫라인 (1-800-801-8092)을 설치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Village of Hoosick Falls 음용수 공급 시설과 SaintGobain Performance Plastics Site에서의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즉각적인 실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이어 주지사와 주정부 고위 관리 및 지방 관리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Hoosick Falls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PFOA 오염원과 그 내용을
파악하고 화학물질 존재 시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온갖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저의 행정부는 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음용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PFOA를
를 위험 물질로 분류하는 긴급 법규 발표:
발표 뉴욕주 환경보존부는 오늘 이
마을 음용수에서 발견된 오염물질인 PFOA(Perfluorooctanoic Acid)를 위험물질로
분류하는 긴급 법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DEC에게 State Superfund 자원을
사용하는 State Superfund 부지 선정과 정화를 담당할 기관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 Saint-Gobain Facility을
을 오염원 처리를 위해 뉴욕주 자원을 활용하는 State
Superfund Site로
로 분류:
분류 나아가, 뉴욕주는 Saint-Gobain Performance Plastics
Corporation McCaffrey Street Plant와 Hoosick Falls에서 나올 수 있는 기타
가능한 오염원을 State Superfund 사이트로 분류하여 커뮤니티 내 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State Superfund Program 하의 주정부 자금원을 활용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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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였습니다. DEC는 이미 이 조사를 시작해 Saint-Gobain 건물을
검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조사 과정에서 DEC가 또 다른 PFOA 오염원을
밝혀낸다면 그 내용도 목록에 추가될 것입니다. Superfund Class 2 지정으로
뉴욕주는 State Superfund 자원을 활용하여 PFOA 오염원을 연방 Superfund
지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뉴욕주는 조사 및 정화 활동을 위해 비용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DEC는
Hoosick Falls 내 지하수, 토양 및 다른 매개체의 PFOA 조사 시 EPA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적절한 정화 활동을 계획할 것입니다.
• 건강위험분석(Health
Risk Analysis)을
을 실시하여 PFOA 음용수 안내 수치 정립:
건강위험분석
정립
뉴욕주 보건부는 음용수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최신
국가연구조사를 검토하며 PFOA의 음용수 안내 수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 Village of Hoosick Falls의
의 개인 우물 재검사:
재검사 이 밖에도, 뉴욕주 보건부는
Saint-Gobain 시설 주변에 있는 24개의 개인 우물을 재검사할 것입니다.
• 학교 및 기타 커뮤니티 회합 장소에 정수 시스템 즉시 설치:
설치 뉴욕주는 온갖 주의를
기울여 현지 학교, 보건 시설 및 기타 커뮤니티 회합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2월
월 중순부터 지역주민들의 혈액 검사:
검사 보건부는 2월 중순부터 지역주민들 중
혈액 검사를 받고 싶은 분에 한해 혈액 검사를 실시합니다.
•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주정부 핫라인 설치:
설치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주민들은 1-800-801-8092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PFOA 오염원이 처리되고 난 후 뉴욕주는 커뮤니티 및 은행들과 재산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환경보존부 장관 대리 Basil Seggos는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맞춰 뉴욕주는 EPA부터 마을 및 타운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정부 관리들과 머리를
맞대고 Hoosick Falls의 오염을 처리하는 일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PFOA를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Saint-Gobain 부지를 State Superfund 부지로 삼은 것은 즉시 오염 상태를
조사해 정화하는 자원을 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Hoosick Falls 관리 및 주민들과
대화창구를 계속 열어놓고 조사 및 복원 활동 기간 주민들에게 이를 알릴 것입니다.”
보건부 장관 Dr. Howard Zucker는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오늘 Cuomo 주지사,
환경보존부 및 보건부에서 취한 조치로 Hoosick Falls 주민들이 안전하게 되고 주민들의
걱정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건부는 개인 우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이며, 곧 주민들의 PFOA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혈액 검사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보건부는 DOH는 PFOA에 대한 음용수 안내 수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신 및 최고의 과학 연구 자료를 계속 검토할 것입니다.”
Kathy Marchion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Hoosick Falls와 관련하여 오늘
오후의 매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회의를 소집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욕주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Hoosick Fall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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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주민들을 돕겠다는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은 Hoosick Falls 내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뉴욕주의 PFOA
법규, 모든 지방 우물 검사, 혈액 검사 및 탄소 정화 시스템을 포함한 현실적인 솔루션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합의된 긍정적인 조치는 커뮤니티에도 희소식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왔으며,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Hoosick Falls
주민들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Town of Hoosick의
의 장인 Mark Surdam은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가 용수
공급 문제에 직면해있음을 알아주신 주지사님과 오늘 뉴욕주의 조치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Town of Hoosick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Village of Hoosick Falls의
의 장인 David Borge은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가
신속히 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Cuomo 주지사의 빠른 조치에 감사 드리며, 이
문제에 대해 주정부 기관들의 공조해주신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보다 큰 Hoosick
Falls 커뮤니티의 모든 주민들에게 진일보한 조치입니다.”
Hoosick Falls Central School 교육감인 Kenneth Facin은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오늘
Cuomo 주지사와의 맘남은 생산적이고 의미가 있었으며,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결과를 약속했습니다. 음용수를 둘러싼 환경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애써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뉴욕주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뉴욕주는 우리 학군에 탄소 정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자원을 아끼지 않으신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
드립니다.”
PFOA 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뉴욕주의 조기 조치
오늘 조치는 이달 초 공중보건과 환경 보호를 위해 PFOA 오염원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발표된 환경보존부와 보건부의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EPA에게 PFOA를 규제하고 Hoosick Falls 부지를 Superfund National Priorities List에
신속하게 추가하도록 연방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뉴욕주,
Saint-Gobain 및 Village of Hoosick Falls는 마을 음용수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용수 처리 시스템 설치를 위한 합의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건부는 이 마을 주민들과 생물감시 연구에서 암 발생율을 조사하는 암등록
조사(cancer registry study)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건부는 마을 주민들의
PFOA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PFOA 생물감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PFOA는 2014년 이 마을의 공공음용수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보건부는
마을과 긴밀히 협조하여 채수(water sampling)를 위한 기술적인 조언과 지원을 하고 건강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물처리 옵션을 평가하였습니다. 공중 음용수의 PFOA 수치가
EPA 건강자문 수치보다 높았기 때문에 보건부는 수돗물을 마시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것을 피해 이 오염원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보건부는 개인 우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조만간 더 많은 결과를 내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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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PFOA 사용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지만 열에 강하고 오일, 스테인, 기름 및 물에 강한
주택용 및 상업용 제품을 만드는 데 아직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넌스틱
주방용품, 오염에 강한 카펫과 섬유의 표면 코팅, 종이 및 골판지 식품 포장용기가
포함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보면 PFOA 노출 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위험요소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간, 면역체계, 갑상선, 콜레스테롤 수치, 임신
중 혈압, 신장암 및 고환암에 끼치는 영향과의 연관성도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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